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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기반의 저고도탐지레이더용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군용 장비

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및 정비,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저고도 탐지레이더용 진행파관증폭

기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 성능저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파관 증폭기의 RF 입출력 신호의 종류

와 특성, 진행파관 증폭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여 임베디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정비장비의 신뢰성 평가 결과, 본 정비장비로 정비된 구성품이 전투력을 발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규격은 매우 유용하며 따라서 차후 유사장비 개발 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TWTA (Traveling Wave Tube Amplifier) maintenance system for the low altitude surveillance Radar was

developed using the embedded Linux system, and its superiority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Nowadays,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system and reliability testing on military equipm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addition,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maintenance system for the low altitude surveillance Radar are more likely to have serious

problems as well as to slow down durability. Therefore, after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RF input-output signal and TWTA,

we designed interface circuits between the TWTA equipment and the embedded Linux system. The Linux kernel on the system

was optimize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And our new TWTA maintenance system was evaluated in the real

field.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 was contented with desired specifications, and demonstrated military’s fighting

capabilities. Therefore, our novel system will advance military maintenance technology and will help to develop similar

equipments.

Keywords : TWTA, HPM, SSPA, HVPS. Tube

Ⅰ. 서  론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는 야전에서 신속하게

이동 및 배치되어 저고도로 침투하는 비행물체를 탐지

하여 탐지한 표적제원을 조기에 대공포대로 전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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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단거리 대공무기의 교전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이다. 저고도 탐지레이더의 하드웨어는 일

반적으로 송신주파수의 안정도를 위해 비교적 넓은 대

역폭을 가지는 진행파관증폭기가 사용된다. 진행파관

증폭부(TWT)를 구동하기 위한 고전압전원공급기

(High Voltage Power Supply)는 안정된 수 kV의 전

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군용장비의 규격과 환경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고전압 전원공급기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따라서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비 설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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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극에 전압을 제공하는 전원공급기와 진행파관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연결 등을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레이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Tube를 이용한

시스템이었으나 근래에 들어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함

께 SSPA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행파관 증폭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고체증폭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소형이고 가벼우

며 효과적이다.
[2～3]

Tube를 이용한 송신기는 하나의 장

치로 고출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Tube가 더 저렴한 편이다. 또한 HPM(High

Power Microwave)처럼 특별히 고출력을 요구하는 무

기체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레이더의 대부분이 Tube를 사용하고 있으며

당분간 그 필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4]

위와 같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레이더용 RF 신호

증폭기로서는 마그네트론, 클라이스트론, 진행파관 등을

사용되고 있다. 마그네트론은 클라이스트론과 진행파관

증폭기보다 첨두 전력이 큰 발진기로서 동작한다. 주파

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마그네트론의 동공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서 가능하다. 반면, 마그네트론은 대역폭이

좁고, 위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펄스 압축 시스템에

서는 사용할 수 없다. 펄스 압축은 완전한 광 대역의 증

폭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그네트론을 펄스 압축 시

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클라이스트론은 현재 사용 중인 저고도탐지용 레이

더의 사양과 비교해 볼 때 대역폭이 더 좁은 튜브이다.

따라서 출력이 증가할수록 대역폭은 좁아지며 대역폭과

위상변화 등에 의해 저고도탐지레이더에 적용하기는 어

렵다. 진행파관 증폭기는 크게 결합공동 진행파관증폭

기와 헬릭스 형태의 진행파관 증폭기가 있다. 결합 공

동 진행파관을 사용하면 아주 높은 첨두 전력, 또한 대

역폭이 좁고, 매우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

으로 첨두전력이 작은, 출력 레벨에서는 헬릭스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한 헬릭스 진행파관은 광대역 고출력을 방출하는

특성으로 인해 민군의 각종 레이더, 전자전, 위성통신,

신규전력화 장비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장비 운영

유지 예산 급증과 정비 복구기간의 장기소요, 고장 원

인분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비정비 시스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및 단거리 대공무기체

계에 사용가능한 저고도탐지레이더의 X대역 8kw급 진

행파관증폭기 정비장비를 개발 국방 군사제안을 통한

정비기술 방안을 제안한다. 진행파관은 신뢰성있는 동

작을 위해 안정된 고전압전원공급기가 필수적으로 요구

됨에 따라 관련된 RF 입출력 신호의 특성을 고찰하였

다. 또한 정비장비 개발 시 전체 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

하여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임베디드 리눅스

운영체제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비장비 체계를

구현하고 진행파관증폭기 구성품 정비 후 신뢰성 시험

을 통해 개발된 정비장비의 적절성을 입증하였다.

Ⅱ. 본  론

송신장치의 기능은 고주파 신호변환장치의 주파수합

성기에서 발생된 신호는 변조부 결합체에 입력되어 중

간주파수 신호를 만들고, 다시 국부신호와 혼합되어 X-

밴드 출력신호를 만든다. 진행파관증폭부 결합체에서

증폭된 초고주파신호는 송수신전단부 결합체의 순환기

를 거쳐 안테나로 보내지고 도파관을 지나 회전결합기,

편파기 구동부, 급전혼을 통하여 방사되며, 방사된 에너

지는 반사기에 의해 형태의 빔으로 만들어져 안테나로

출력하는 것이다. 송수신기 유니트는 X-대역에서 첨두

전력 8㎾, 최대 DUTY 2% 및 평균 펄스반복주파수로,

무선주파수 펄스가 송신된다.

1. 제어/상태 동작특성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비 개발에 따른 주요사항으로

고전압전원공급기 각 모듈의 상태신호와 제어신호를 입

력받아 진행파관 특성에 정합되도록 설계 및 조정되어

야 한다. 진행파관은 초고주파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소

자로서, 입/출력 신호용 연결기 및 5개의 전극으로 구성

되어 있다. 5개의 전극은 캐소드, 콜렉터, 그리드, 헬릭

스 및 히터이며, 각각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캐소드

(Cathode)는 증폭에 필요한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으로

서, 접지(Ground)에 대해 -15㎸의 고전압을 필요로 한

다. 그리드(Grid)는 전자의 흐름을 단속함으로써 펄스

형태의 초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극으로서, 캐소

드 전극에 대해 -300V～+150V의 펄스전압을 필요로

한다.

히터(Heater)는 캐소드 전극에서 충분한 양의 전자방

출이 가능하도록 가열시키는 전극으로서, 캐소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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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행파관의 Timing Diagram

Fig. 1. Timing Diagram of TWTA.

에 대해 -6.3V의 전압을 필요로 한다. 콜렉터(Collector)

는 캐소드에서 방출된 전자를 흡수하는 전극으로서, 캐

소드 전극에 대해 +14.2㎸의 전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체점검 기능에 의해 전면판의 각종 램프를 구동하며,

이에 따라 진행파관증폭부 결합체의 보호기능을 수행한

다. 진행파관에 히터전원이 공급되면 타이머가 동작하

여 180∼195초 동안 히터에 의해 캐소드가 예열되도록

하고, 인터페이스모듈로부터 송신명령신호가 입력되면

고전압전원(캐소드/콜렉터)을 인가한 후 그리드 on명령

을 인가하는 등 진행파관의 동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한다.

각 모듈에서 1개 이상의 고장이 감지되면 그리드 off

명령을 인가하고 고전압전원 캐소드/콜렉터를 차단한

다. 약 8초후 고전압전원 인가 및 그리드 “on"명령을 인

가하고 고장이 감지되면 반대의 순서로 차단하는 동작

을 자동적으로 3회 수행하는 카운터회로가 있다. 자동

재시작 3회 수행 후에는 고장 상태를 래치(Latch)하여

유지한다. 래치된 고장상태는 Fault latch 신호가 입력

되면 해제된다. 인터페이스모듈을 통해 입력되는

Pre-trigger 신호로 동기신호 (Sync.)를 만들고 전력변

환모듈 및 모듈레이터/히터 모듈로 전송하여 고전압 전

원생성 동작 및 모듈레이터 전원(히터/그리드)생성 동

작을 동기화한다. 이러한 동기화의 정합은 송신장치의

시스템 오동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제어/상태 진행

파관 출력 Timing도는 그림 1과 같다.

2. 리눅스 커널 및 소스  특성

리눅스는 유닉스 표준인 POSIX에 따라 구현되어졌

으며, 완전한 멀티태스킹, 가상 메모리, 공유 라이브러

리,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TCP/IP 네트워킹 등 유닉스

형태의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무료배포, 오픈소스 정

책으로 개발자 및 그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PC 플랫폼과 서버에서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시장으로

확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전기기 및 통신 단말

기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Soft Real- Time System의

확장, 실시간 운영체제 제조회사의 고가 정책 및 기술

의 독점성으로 인하여 1998년부터 리눅스를 임베디드

운영체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임베디드 리눅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많은 분

야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5]

또한 임베디드 리눅스를 중심으로 군용 임베디드 시

스템 운영체제로서 리눅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군장비를 위해 임베디드 리눅스 운영체제

를 선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적용분야, 사업기간/예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각 고려사항의 중요도는 적용 시스템의 경우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운영체제가 군용 임베디드 시스

템 운용체제로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결론에 도

달 할 수 는 없다. 다만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정비장비

로서의 고려사항이 선행적으로 분석되어야하며, 이들

기준에 리눅스의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만이 선택 기준이었던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범용 커널인 리눅스 운용체제가 군용 임베디드 시

스템의 운영체제로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비장비의 운영체제로 임베

디드 리눅스 커널과의 호환성을 위해 리눅스 레드햇

7.1을 사용하였다. 호스트 PC에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커널과 응용 프로그램을 생

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MS-Windows 운영체제는 사용

하기 곤란하고, 반드시 리눅스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오리지널 커널 버젼은 2.4.18-rmk7

-pxa1-mz1이다. 커널 2.4.18 안전화 버전에 MPU인

S3C2410에 관련된 패치를 가하고 임베디드 보드와 실

시간 응답성을 향상시킨 ‘Real-Time보드패치'를 가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1은 리눅스 커널의 디렉토

리 구조를 설명하였다.

Include에는 커널의 헤더 파일들이 위치하며, init에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커널 초기화, 커널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driver에는 블록 디바이스(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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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버전 최상위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및 소스파일

2.4.18
-rmk7
-pxa1
-mz1

arch alpha, arm, cris,  i386,  ia64, 
m68k, parisc ...

drivers
block, char, input, mtd,  
misc, net, serial, sound, 
usb, video ...

fs cramfs, ext2, jffs, msdos, 
nfs, proc, romfs, ...

include
asm-alpha, asm-arm, 
asm-i386, ..., linux, net, 
scsi, video

net
802, ax25, bluetooth, 
appletalk,  ipv4, ipx, sunrpc, 
unix, netlink, ...

init init source files

ipc ipcsource files

kernel kernel source files

lib lib source files

mm mm source files

scripts scripts files

Documentation Documentation files

표 1. 수정된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 소스 디렉토리

구조

Table 1. Source directory of Embedded Linux kernel.

그림 2. 커널 메뉴 설정

Fig. 2. Kernel Menu Setup.

device), 문자 디바이스(character device), 네트워크 디

바이스(network device), 기타 디바이스의 코드가 위치

한다. kernel에는 커널의 핵심적인 코어가 위치하며,

mm에는 가상 메모리에 관련된 관리 루틴이 위치한다.

그리고 ipc에는 세마포어, 내부 프로세스간의 통신 커널

코드 등이 있으며, fs에는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

및 VFS에 관련된 코드들이 있다.

net에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디바이스 코드 및 프로토

콜 구현, 라우팅, 세그멘테이션, 주소 결정 등의 내용이

있다. lib에는 커널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위치하며

소스 모듈이 컴파일 되어 인스톨될 경우 여기에 저장된

다. script에는 커널 컴파일 및 인스톨에 관련된 스크립

트들이 위치하며, 문서 파일인 Documentation에는 커널

관련 문서들이 위치한다. 그림 2는 리눅스 커널설정화

면으로, 임베디드 보드에 커널을 포팅하기 위해 커널

소스 디렉토리에서 정비장비 시스템에 맞도록 커널을

설정하고 컴파일을 했다.

Ⅲ.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기술된 RF 입출력 신호 특성

과 개발 시 제어/상태 동작 특성의 필수적 주요사항과

항   목 규   격

주파수 대역 X - 대역

출력 전력 8 KW(68.00 dBm) 이상

이     득 신호 이득 : 60 dB 이상

이득 안정도 ±0.25 dB 이하/24시간

잡음 전력 -70 dBW/4 kHz

위상 잡음 모든 불요파의 합 -47 dBc 

표 2. TWTA의 주요 설계 규격

Table 2. Main design specifications of TWTA.

(a) 구성도 (Block diagram)

(b) 내부 사진 (Inside photography)

그림 3. 8KW급 X대역 진행파관 증폭기

Fig. 3. 8KW X- Band TW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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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제시된 규격을 적용하여 고장신호를 스크린상에

출력할 수 있는 X대역 8kw급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

비를 개발하였다. 그림 3과 4는 정비장비 구성 및 프로

그램 블록 다이어그램과 정비장비의 내부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진행파관은 Teledyne사

의 제품이다.

고전압전원공급기 (HVPS)는 진행파관을 구동하기

위한 고전압을 발생하는 장치로 이때 인가되는 고전압

의 특성에 따라 진행파관에서 방사되는 전자빔의 특성

이 좌우된다. 즉, 불안정한 고전압이 인가된 경우, 진행

파관 내부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도가 불안정하게 되

며, 이는 전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RF 신호의 진행

파관의 출력 전자빔의 위상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송신기에 사용되는 고전압 전원공급기는 매

우 안정된 출력특성을 가져야 하며, 이들 기술은 위성

통신용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송

신기 설계기술의 근간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고

전압 발생부의 구성은 주 전원 안정화 모듈, 전력 변환

모듈, 고압 전원 모듈, 히터 전원/송신 제어모듈, 증폭기

제어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전원 안정화 모듈은 전력 변환 모듈로 안정된 전압

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귀환 제어를 이용하

여 출력 과전압 보호 및 과온도에 대한 오류를 검출한

다. 전력 변환 모듈은 인버터로 구성된 모듈로써 고전

압 발생을 위해 전력을 변환하여 고압 전원 모듈로 변

환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인버터 과

전류 보호 및 과온도 오류 검출, 고전압 발생기 온도를

검출한다.

고압 전원 모듈은 전력 변환 모듈에서 공급된 전력을

그림 4. TWTA와 정비장비 간의 연결

Fig. 4. Connecting between TWTA and Maintenance

System.

이용하여 진행파관의 캐소드, 콜렉터, 나선(helix)에 고

압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진행

파관 의 나선 전류, 전자빔 전류, 캐소드 과전압/저전압

상태를 검출한다. 히터 전원 /송신 제어 모듈은 FE

(Focus Electrode) 및 히터 전압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

당하며, 히터의 과전류/ 11저전류 오류 검출 및 히터 전

류를 검출한다.

증폭기 제어 모듈은 시스템 제어 장치와 진행파관 증

폭기 내부의 연동을 담당하며, RS-232 포트를 이용하

여 시스템 제어 장치로부터 진행파관의 제어 및 상태

감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진행파관은 RF 증폭기이며 진행파관이 적절한 증폭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압을 공급시켜 주는 장치가 고전

압 발생부이다. RF부는 선형화기, 도파관, 격리기

(isolator), 구동 증폭기, 가변 감쇄기, 고조파(harmonic

filter), 2중 방향성 결합기 (dual directional coupler) 등

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전압전원 공급기의 포스트레귤레이터는 고전압 모

듈로부터 캐소드 직류궤환(DC Feedback)을 받아, 고전

진행파관은 RF 증폭기이며 진행파관이 적절한 증폭 기

능을 수행하도록 전압을 공급시켜 주는 장치가 고전압

발생부이다. RF부는 선형화기, 도파관, 격리기(isolator),

구동 증폭기, 가변 감쇄기, 고조파 필터(harmonic

filter), 2중 방향성 결합기 (dual directional coupler)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압전원 공급기의 포스트레귤레이터는 고전압모

듈의 저압부에 연결된 Source/Drain 라인을 통해 캐소

드 전원의 교류변동을 보상하여 결과적으로 캐소드전원

을 안정화하는데 사용된다. 고전압 모듈로부터 받은 캐

소드 직류궤환(DC feedback) 전압은 1000:1의 캐소드

모니터 전압을 만드는데 이용되며, 모니터전압은 인터

페이스모듈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 캐소드 교류변동

보상은 Power FET로 헬릭스 평균전류는 모니터전압으

로 변환되어 인터페이스모듈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

캐소드 모니터 전압 및 헬릭스 평균전류 모니터 전압은

비교기를 거치면서 규정값 초과 여부가 판단된다. 이

는 로직 제어모듈로 전송되어 송수신부 손상을 보호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보호회로 제어로 송신차단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외부로 전송되는 신호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 캐소드 전압모니터 (Ek mon, 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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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목 규격

1  RF input variation (8∼12dBm) 69.03∼70.00 dBm, max

2  RF output power 69.03∼70dBm, max

3
RF pulse

characteristic

Rise/Fall time 50ns, max

Delay 300ns, max

Jitter 4ns,max

Pulse width deviation +0,-50ns, max

4 Phase noise -55dBc max < 25kHz PRF

5 Phase droop 2°/us, max

6  Spurious -60dBc, max

7 Output VSWR 2.0:1, 

표 3. TWTA의 주요 RF 성능 규격

Table 3. Main RF specifications of TWTA.

○ 헬릭스 평균 전류 모니터

(lw avg mon, 100mV/mA=100:1)

○ 캐소드고전압 (Ek FLT)

○ 고전압인가 (HV ON status)

○ 헬릭스 평균전류/아킹고장 (lw avg/Arc FLT)

○ 헬릭스 첨두전류 고장 (lw pk FLT)

○ 빔 첨두전류 고장 (lw pk FLT)

임베디드 보드는 SoC칩인 S3C2410을 기반으로 제작

된 SoB (System On Board)를 이용하였다. SDRAM

(32M) 2EA, NAND Flash (64M), Ethernet Chip,

RS232 Chip, Real Time Clock, Toch Screen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측정 프로그램은 계측 시스템, 진행파관

증폭기를 제어하여 각 상황에 대한 성능운용 환경을 제

공 정비대상 구성품을 터치스크린으로 선택하여 진행파

관증폭기, 진행파관, 고전압 증폭기 상태지시기 등 모듈

의 각종 상태 및 오류신호를 실시간 전시화면에 전시하

여 정비 절차에 따른 정비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5의 정비장비 상태 지시기 기능은 진행파관의

각종 동작 상태 및 Fault신호를 감지하여 동작 상태를

실시간 전시하며 항목표시 창은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

비의 점검대상 항목 (메뉴, 회로도/계통도, 동작원리, 메

뉴 및 사용방법)을 선택 기능점검 상태를 전시한다.

설명항목은 사용자와의 대화상자로 시험세트의 운용

상태 및 점검 상태를 설명하고 정비절차 상황 도움말

을 추가하여 진행파관증폭기 점검 절차에 의한 점검 시

점검사항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진행파관증폭기 점검은 수동 및 원격제어 방식으로

그림 5. 정비장비 프로그램 화면

Fig. 5. TWTA Maintenance Equipment Program.

그림 6. 진행파관 증폭기 측정 시스템

Fig. 6. TWTA Measurement System.

RS-232 포트를 이용하여 시스템제어 장치로부터 진행

파관의 송신장치의 대기/송신 및 국부/원격 제어신호를

고전압 전원공급기로 제어 및 상태 감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진행파관 출력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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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제어 및 계측기 제어로 신호발생기, 고주파발생기,

파형측정기 및 피크파워메터등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출

력점검 및 구성품 상태를 파악하여 구성품별 고장 유무

와 수리 및 정비가능 하도록 구성하여 출력 점검 시 송

신장치 상태지시 신호와 고장신호를 스크린상에 전시하

고 정비대상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점검대상 장비는 진행파관증폭기, 진행

파관, 고전압 전원공급기, 상태 지시기로 구분된다. 각

구성품 정비간 점검방법으로는 전원인가 시, 빔 방사

시, 고장점검 시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각종상태

및 고장신호를 실시간 화면에 전시하여 고장배제 작업

이 가능하고 스텝별로 조치사항을 화면 아래쪽에 전시

하여 절차에 따른 정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또한 회로도 및 야전교범을 삽입하여 고장

배제 시 활용 가능하도록 첨부되어있다. 정비장비에 대

한 성능시험은 전기적 성능실험과 Burn-in test로 구분

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전기적 성능실험 결과, 전기적

성능은 모든 시험 항목이 규격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점검대상에 대한 그 주요 측

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Burn-in test의 시험방법은 상온에서 100시

간 연속동작을 시키고, 송신장치 동작조건은 주파수

0.00[GHz], PRF 2.5 [KHz], Duty 5[%]로 설정하여 수

행하였다.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RF출력 펄스특성, RF

Output Power 측정 결과를 출력한다. 그 결과 표 5에

서 보는바와 같이 출력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 시험 실

험결과 값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결론

은 다소 미세한 값의 차이는 요소별 오차범위내로 결론

하였다. 진행파관증폭기 정비장비를 설계/구현한 후 시

험을 통해 진행파관 증폭기 정비장비의 특성 개선 사항

순
번 시 험 항 목 규격

측정
결과

1 Trip 
Function

VSWR Trip level 2:1 
min

정상

Interlock Open시 fault확인 정상

2 Logic
Function

Interface 
signal

Drawing/
System 정상

Warm up 
time 180min/195 max 181

3 Power
(AC)

Power 
Factor

0.8 min 0.92

Max.input 
power

2100W, max 1433

표 4. 전기적 성능

Table 4. Electrical Performance.

측정항목 규격
규격측정결과

시험전 시험후

RF output Power 69.03∼70,0 
dBm 69.41 69.37

RF 
Pulse

Rise time 50ns, max 7.6ns 8.3ns

Fall time 50ns, max 5.6ns 6.1ns

Delay 300ns, max 118ns 126ns

P/W
deviation

+0/-50ns, 
max

-25.7ns -24.7ns

Jitter 4ns, max 1.68ns 1.70ns

소모전력 2100W, max 1445W 1432W

표 5. Burn-in test 시험결과

Table 5. The test result of Burn-in test.

그림 7. RF 출력펄스

Fig. 7. RF Output Pulse.

을 확인 하였다. 그림 7, 출력 특성결과를 정리하여 기

술하면 아래와 같다. 출력전력은 0.00 GHz에서 RF

output Power 측정시 사용된 Directional Coupler의

Coupling Factor는 0.00GHz에서 -62.0 dBm 일때 측정

치인 7.41 dBm에 62.0dBm를 더하면 69.4 dBm이 정상

출력됨이 확인 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고도레이더 탐지용 진행파관 증폭

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임베디드 리눅스 운영

체제를 이용하여 정비장비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통

해 군용 임베디드 시스템에 리눅스 운영체제의 적용 가

능성과 정비장비 운영체제로서 다양한 장점을 확인하였

다. 이번 국방 군사제안을 통한 예산절감 내용은 창 정

비 능력 확보를 위한 TWTA 정비장비 획득비용 예산

절감과 군 정비기술 확보 및 군수조달 효율성 기여, 정

비장비의 개발을 통해 습득된 여러 가지 복합 기술들은

전력화중인 단거리 대공무기인 비호 장비에도 ILS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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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한 적용으로 추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기타

분야로 각종 무기체계의 시스템 통합과 유지보수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고 TWT기술, 전자빔의 특성 및 발생

장치 기술, 고전압 측정기술 등에도 기술적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규격은 매우 유용하며 따라서 차후 유사 장비 개발 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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